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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을 분

석하고, 분야별 만족도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재가서비스 제공시 분야의  

만족도를 증가 및 유지시키는 근거자료로 각 요인의 특성변수별 서비스 이용

의 차이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기관 5곳을 선정하여 각 재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등급

판정자(1등급~3등급)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도의 요인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를 상대

적으로 ‘매우만족’과 ‘만족’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필요도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재가서비

스 선택이유, 성별, 연령(세),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설정하였고 서비스 이

용 경험으로는 과거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기간(개월),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

간(개월), 방문간호 이용 여부,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를 설정하였고 서비스 필요도는 동거형태, 보유질환 수, 장

기요양인정등급을 설정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의 상대적인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이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비스 이용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매우 만족하지

는 않았다. 서비스이용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가 3개월 이상인 경우보다 매

우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현재까지 재가서비스 경험횟수가 적은 경우 



재가서비스 경험횟수가 많은 경우 보다 매우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재가로 되돌아오거나 

대상자나 가족이 초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혜적 서비스로 인식하였기 때문

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연구결과 재가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만족

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 급여는 한정되어 있고, 각 

급여별 서비스는 단순하여 수급자의 욕구 충족과 기능상태 호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 종류의 개발과 세분화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서 장기요양인정등급 문항별 만족도 요인의 신체활동지원 부분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 2등급 일때 가장 높고, 다음이 1등급 일때, 3등급 일때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서비스의 대부분이 방문요양서비스인데 이

조차도 가사지원서비스의 제공비율이 높고, 재활서비스는 급여항목에는 개설

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기능상태 악화를 막고, 잔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만족

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핵심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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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

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

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구성체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 및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장기요양 등이 사회문

제로 대두 되었다(유승흠과 박은철, 2009). 이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수급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 수준인 16만 명에 불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2012년 상반기 기준(6월말), 장기요양보험 

전체 신청자 수는 627,800명이며, 노인인구의 10.8%이고, 2012년 상반기 판정

자는 483,742명이며, 인정률은 67.8%로 노인인구의 5.7%인 32만 명까지 확대 

되었으며, 2013년 12월에는 노인인구의 6.1%인 37.8만 명까지 장기요양 대상

자 수가 확대되었다. 서비스제공 인프라도 2013년 7월 현재 입소시설 4,547

개, 재가 시설은 11,041개 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장기요양 인력현황

은 요양보호사 266,698명, 사회복지사 6,576명, 의사(촉탁포함) 1,252명, 간

호사 9,170명, 물리치료사 1,600명, 치위생사 7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급여비 또한 2008년 말에 4,268억 원에서 2010년 말 당시 2조 4,023억 

원으로 5.6배 늘어나는 등 그 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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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기능상태가 개선되었고, 가족의 

부담 부양이 경감되었으며,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한은정, 2011). 그러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3) 수급대상자가 늘

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 정책적 시

사점은(이별님, 2012)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서비스 종류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서비스와 시설급여의 촉탁의 제도를 활용을 

통한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노인

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형태는 종전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

된 대상(선별적)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보편적) 수요

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박종연 등, 2009) 새로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점

에서 필수적인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더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의 중요성은 재정적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노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 필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하

고,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종류와 이용량을 예측하여 향후 각 요인의 특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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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파악하여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수요예측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의미 있는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가 전달체계와 급여제공체계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질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방향

성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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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 돌봄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

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과 그 가족 돌봄 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서비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필요도가 

재가서비스 만족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 만족도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분야별 만족도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재가서비스 제공 시 각 분야

의 만족도를 증가 및 유지시키는 근거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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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장 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

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 라는 뜻은 영어의 long-term 

car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요양보호, 요양,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다. 장기요양서비스란 OECD에 의하

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국민

건강보험공단, 2012).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정책 목표는 장기요양대상자인 노인이 기능적 활동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게 조달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비

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체계는 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공공성

을 기준으로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적 보호, 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

호와 사회보호, 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직접보호와 노인

의 가족에 대한 간접서비스로 구분되기도 한다(이혜경 등, 2008). 사회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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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은 건강보호에 대칭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비공식적 체계와 대조되

는 개념을 지칭하기도 한다(차흥봉, 1998). 선진국에서 발달해온 사회적보호

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시설보호와 지역사회 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보

호는 장기요양 대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의 보호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인 시설이 노인요양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

18조).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

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제도시

행 이후, 만족도를 보이며 제5의 사회보험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나, 한편 수요보다 과잉 공급된 요양시설로 인해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요양보호사의 수준향상 및 처우개선필요, 방

문요양기관의 지역별 확충을 위해 설치 기준 완화 등으로 소규모 기관의 난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

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

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

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국(네덜란드 

1962년, 독일 1995년, 일본 2000년)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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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008 10,224 4,362 3,006 626

2009 19,074 8,446 6,279 787

2010 19,947 9,164 7,294 739

2011 19,505 8,709 7,162 692

2012 19,242 8,499 7,020 626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주요 특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

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

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

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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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

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

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

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

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6.55%, 2012년도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와  공

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다.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

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다. 

4)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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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

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

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

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

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으로 하고 있다.

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

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

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

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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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

다.

1)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

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

여 고지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

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

와 같이 부담한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는 각각 50% 분담하고 공

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각각 50%

분담 한다(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2) 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

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

담금을 납부한다. 재가급여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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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

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

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한다.

마.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

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

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

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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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장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관리운영체계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원센터 및 시.군.구 동사무소에 장기

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에 의한 판정

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를 평가하게 되며,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방문조사하

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조사원이 방문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근거로 파악한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

(부표 1)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형 분석도에 적용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제시함으로써 1차 판정을 한다. 2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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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와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 참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1차 등급 판정 후, 2차 등급판정을 하는 등급판

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

게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장기요양인정서는 건

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이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1등급~3등급, 

등급외),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및 시군구에 통지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 통지시 등급을 인정 받은 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동

봉하여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

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개인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한 안내서로서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전문지식을 

반영하여 급여에 대한 선택, 계약, 이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대상자 또는 피부양자는 서비스급여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이때 의사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

한 후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 본인과 서비스제공기관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장

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종류,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서비스 내용에 대한 판단

주체를 대상자,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으로 충분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급여제공

기관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 수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한다(그림 1).



- 14 -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체계

사.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대

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치

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가진 자로 장기요

양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

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장기요양인정신

청서를 제출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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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조사자는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

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 조사한다. 조사내용

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

합적으로 조사하여 판정과정을 거쳐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한다(표 3).

표 3.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인정 제외  3등급 2등급 1등급

51점 미만 51점~75점 미만    75점 ~ 95점 미만 95점 이상

아. 재가급여 종류 및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

어 진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으며, 기타급여로 복지용구가 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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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가급여 종류 및 서비스 내용

급여 종류 서비스 내용

방문 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 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 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

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 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

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

양급여 

※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욕조용 리프   

   트, 이동욕조, 방석, 보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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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내용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5). 방

문요양서비스 종류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

원 서비스가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

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이 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취사 청

소 및 주변정돈 세탁이 있으며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고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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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

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

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

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

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

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

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

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

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

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

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

행, 병원 약타오기 등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

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

조, 보장구 장치 도움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

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

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

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표 5. 방문요양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내용



- 19 -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을  

조사하여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그림 2). 종속변수를‘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신체활동지원 만족도, 가사활동지원 만족도, 개인활동지원 만족도, 

정서지원 만족도’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 20 -

일반적 특성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성별

연령(세)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서비스 이용 경험

과거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기간(개월)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

방문간호 이용 여부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

서비스 필요도 

동거형태

보유질환 수

장기요양인정등급

 

                          

           

그림 2.  연구의 틀

재가서비스 만족도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신체활동지원 만족도

 가사활동지원 만족도

 개인활동지원 만족도

 정서지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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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대상 및 변수

가. 연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 등급판정을 받은 인정자 

중에서 현재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3월 12

일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 특성상 질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

으며,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임의표집방법에 

따랐다.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나주 등의 4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5곳에서 재

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직접조사(면접조사)하였으며 188명의 데

이터가 유효하였다. 

나. 연구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재가서비스 만족도 요인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한 결과를 

근거로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논의가 된 변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

요양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내용 구분을 근간으로 하여‘재가서비스 전반적 만

족도, 신체활동지원 만족도, 가사활동지원 만족도, 개인활동지원 만족도, 정

서지원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의 측정은 수급자들이 대부분 인지능

력과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한 노인들로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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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측정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이용자인 노인이 응답하기 최대한 

수월하도록 하기 위하여‘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보통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만족도 분석에

서는 응답자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2개의 응답만 하여 ‘그렇다’를 

‘만족’으로 구분하였고 ‘매우 그렇다’를 ‘매우 만족’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만족도 분석에서는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를 ‘만족’으로 구분

하였고 , ‘보통이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를 ‘만족하지 않

음’으로 이항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크게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필요

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성별, 연령(세),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과거 

요양서비스 이용기간(개월),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 방문간호 이용 

여부,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를 변수

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필요도는 동거형태, 보유질환 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성별이 재가서비스 이용 의사

와 서비스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고(Bass & 

Noelker, 1987; 김혜경, 2004), 반대로 성별이 유의한 결정요인이라는 결과

(Friedman, 1996)가 있어 결과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질병을 가진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은 문제행동이 증가할 때마다 재가서비스 이용

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이현희, 2005). 또한 재가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족의 

돌봄 부담이 노인의 신체/인지기능의 장애의 심각성보다 크게 영향을 주었다

(Bass & Noelker, 1987; 박경숙, 2002; 이가언 & 배두이, 2004). 이처럼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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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과 재가서비스 만족도가 다르므로 다양한 변

수를 선정하여 재가서비스 만족도와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표 6).

표 6. 변수의 구성

변수 설명

종속변수

전반적 만족도 1= 만족  2= 매우 만족

신체활동지원 만족도

1=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2= 만족, 매우 만족

가사활동지원 만족도

개인활동지원 만족도

정서지원 만족도

만족도 전체 합(전반적 만족도 제외)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1=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2= 입소시설 비용이 저렴해서

3= 사회적 편견 및 기타

 성별 1= 여자          2= 남자

 연령(세) 1= 70대          2= 80대

 교육수준 1= 초졸, 무학     2= 중졸 이상

 의료보장형태

1= 일반이용자 

2= 경감이용자

3= 무료이용자

⦁서비스 이용 경험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개월) 1= 2개월 이하    2= 3개월 이상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 1= 2개월 이하    2= 3개월 이상 

 방문간호 이용 여부 0= 이용하지 않음 1=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 1= 1회(처음)     2= 2회 이상

⦁서비스 필요도

 동거형태 1= 독거         2= 가족 또는 간병인과 동거

 보유질환 수 1= 1개          2= 2개 이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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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 필요도와 

만족도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재

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두 집단 간 

차이는 카이스퀘어 테스트(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 필요도와 종속변수인 재

가서비스 만족도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모두 통제하여 다중로

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한 전반적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의 합(1+2+3+4)과 신체활동지원 만

족도(1), 가사활동지원 만족도(2), 개인활동지원 만족도(3), 정서지원 만족도

(4)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AS 9.2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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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종속변수인 전반적 만족도로 나누어 독립변수(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필요도)를 분석하였다(표 7). 종속변수인 재

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따른 결과 총계는 매우만족 91.5%(172명), 만족 

8.5%(16명)이다.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매우 만족' 이라고 응답한 조

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전체 만족도 합(즉 신체활동지원 만족도+가사

활동지원 만족도+개인활동지원 만족도+정서지원 만족도)에서 ‘모두 만족’이 

159명이었고‘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명이었다. '만족' 이라

고 응답한 대상자 가운데 전체 만족도 합에서‘모두 만족’은 없는데 비하여 

‘만족하지 않음’은 16명이었다.

  신체활동지원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은 170명으로 98.8% 차지한데 비하

여 ‘만족하지 않음’은 2명으로 1.2% 차지 하였다. 가사활동지원 만족도에서 

‘매우만족’은 166명으로 96.5% 차지한데 비하여 ‘만족하지 않음’은 6명으

로 3.5% 차지 하였다. 개인활동지원에서 ‘매우 만족’은 166명으로 96.5% 차

지한데 비하여 ‘만족하지 않음’은 6명으로 3.5% 차지하였다. 정서지원 만족

도에서 ‘매우 만족’은 167명으로 97.1% 차지인데 비하여 ‘만족하지 않음’

은 5명으로 2.9% 차지하였다. 

  항목별 특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성별을 살펴보면‘매우 만족’인 경우에 여

자는 132명으로 90.4%인데 비하여 ‘만족’인 경우는 14명으로 9.6%차지하였

다. 남자는‘매우 만족’인 경우에 40명으로 95.2%인데 비하여‘만족’인 경

우는 남자가 2명으로 4.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세)을 살펴보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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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만족’인 경우에 79세 이하는 83명으로 94.3%인데 비하여 ‘만족’인 경우

는 5명으로 5.7%를 차지 하였으며 80세 이상인 경우‘매우 만족’이 89명으로 

89%인데 비하여‘만족’인 경우는 11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매우만족’인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118명으로 90.1%인데 비하

여  ‘만족’인 경우는 13명으로 9.9%차지 하였다. 중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매우 만족’이 54명으로 94.7%인데 비하여 ‘만족’은 3명으로 5.3%를 차지 

하였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은 ‘매우만족’인 경우에 1등급이 8명으로 88.9%인

데 비하여‘만족’인 경우 1등급이 1명으로 11.1%를 차지 하였다. ‘매우 만

족’인 경우에 2등급이 40명으로 95.2%인데 비하여 ‘만족’인 경우 2명으로 

4.8%를 차지 하였다. 3등급은 ‘매우 만족’인 경우에 124명으로 90.5%인데 

비하여 ‘만족’인 경우  13명으로 9.5%를 차지하였다.보유질환 수에서는 

‘매우만족’인 경우에 보유질환이 1개 이하인 경우 155명으로 91.2%이데 비

하여 ‘만족’인 경우에는 15명으로 8.8%를 차지하였다. 보유질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매우 만족’이 17명으로 94.4%를 차지하였고 ‘만족’인 경우

에 1명으로 5.6%를 차지하였다.     과거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기간(개월) 경

험에 따라 '매우 만족' 은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이 2개월 이하이면 

144명으로 92.9%인데 비하여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면 28명으로 84.9%를 차지하였고 ‘만족’인 경우 과거 요양시설서비스 이용

기간(개월)을 살펴보면 2개월 이하인 경우 11명으로 7.1%인데 비하여 과거 요

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5명으로 15.1%를  차지 하였다. 과

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에 따라 ‘매우 만족’인 경우 2개월 이하는 

102명으로 95.3%인데 비하여  3개월 이상은 70명으로 86.4%를  차지하였다. 

‘만족’인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가 2회 이하 

일 때 5명으로 4.7%인데 비하여 3회 이상은 11명으로 13.6%를 차지하였다. 방

문간호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매우만족’인 경우 방문간호 이용은 4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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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인데 비하여 방문간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126명으로 93.3% 차지하였

고‘만족’인 경우는 방문간호 이용시에는 7명으로 13.2%인데 비하여 방문간

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9명으로 6.7% 차지하였다.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

당)을 살펴보면 ‘매우만족’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이 평균 

16.46시간이었으며, ‘만족’의 경우 평균 16.1시간이었다. 의료보장형태를 

살펴보면‘매우 만족’인 경우에 일반이용자인 경우 108명으로 89.2%인데 비

하여 경감이용자는 32명 94.1%, 무료이용자는 32명 97%를 차지하였고 ‘만

족’인 경우는 일반이용자인 경우 13명으로 10.8%인데 비하여 경감이용자인 

경우 2명 5.9%, 무료이용자인 경우  1명 3.0%를 차지 하였다. 재가서비스 선

택이유에서 ‘매우 만족’인 경우에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135명으로 

92.4% 차지인데 비하여 입소 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7명으로 94.4%, 사회

적 편견 및 기타는 20명으로 83.3%를 차지 하였다. 재가서비스 선택이유에서 

‘만족’인 경우에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11명으로 7.6% 차지인데 비하

여 입소 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명으로 5.6%, 사회적 편견 및 기타는 4명

으로 16.7%를 차지 하였다. 서비스 필요도에서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매우 만

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독거는 44명으로 88%인데 비하여 가족 및 간병인이 있

는 경우를 보면 128명으로 92.7%를  차지하였고  ‘만족’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독거는 6명으로 12%인데 비하여 가족 및 간병

인이 있는 경우를 보면 10명으로 7.3%를  차지하였다. 서비스 이용경험 중에

서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인 경우 현재

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가 2회 이하 일 때 133명으로 95.0%인데 비하여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 3회 이상이면 7명으로 5.0%를 차지하였고 

‘만족’인 경우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가 2회 이하 일 때 39명으

로 80.9%인데 비하여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 3회 이상이면 9명으

로 19.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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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만족  만족 합 P-Value

만족도 합(1+2+3+4) <.0001

모두 만족*  159 100.0 0 0.0   159  100.0 

만족하지 않음   13  44.8     16   55.2     29  100.0 

신체활동지원(1) <.0001

만족  170   97.7      4    2.3    174 100.0 

만족하지 않음    2   14.3     12   85.7    14  100.0 

가사활동지원(2) <.0001

만족 166 94.3     10    5.7    176  100.0 

만족하지 않음  6 50.0     6   50.0   12 100.0 

개인활동지원(3) <.0001

만족 166  94.3    10    5.7   176 100.0 

만족하지 않음   6  50.0     6  50.0    12 100.0 

정서지원(4) <.0001

만족  167   97.1     5 2.9    172  100.0 

만족하지 않음 5   31.3   11  68.7     16  100.0 

성별 0.530

여자 132 90.4    14    9.6    146  100.0 

남자   40   95.2     2   4.8   42  100.0 

연령(세) 0.192

 ~79  83 94.3     5   5.7    88  100.0 

80~ 89  89.0    11  11.0   100 100.0 

교육수준 0.398

~초졸 118  90.1    13   9.9   131  100.0 

중졸~ 54  94.7     3  5.3    57  100.0 

장기요양 인정등급 0.605

1등급 8 88.9    1 11.1    9 100.0 

2등급 40 95.2    2  4.8   42 100.0 

3등급 124 90.5    13  9.5  137 100.0 

보유질환 수 0.636

1 155 91.2 15 8.8  170 100.0 

                2~ 17 94.4    1 5.6 18 100.0 

  표 7.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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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만족  만족 합 P-Value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개월)
0.164

~2 144 92.9 11 7.1 155 100.0 

3~ 28 84.9 5 15.1 33 100.0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
0.036

~2 102 95.3 5 4.7  107 100.0 

3~ 70 86.4 11 13.6 81 100.0 

방문간호 0.156

이용 46 86.8 7 13.2 53 100.0 

이용하지않음 126 93.3 9 6.7 135 100.0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0001

16.5 ±4.3 16.1 ±4.7

의료보장형태 0.308

일반이용자 108 89.2 13 10.8 120 100.0 

경감이용자 32 94.1 2 5.9 34 100.0 

무료 이용자 32 97.0 1 3.0 33 100.0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0.296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135 92.4 11 7.6 146 100.0 

입소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7  94.4 1 5.6 18 100.0 

사회적 편견 및 기타 20 83.3 4 16.7 24 100.0 

동거형태 0.302

독거 44 88.0   6 12.0 50 100.0 

가족또는간병인 128 92.7 10 7.3  138 100.0 

현재까지 경험한 

재가서비스(횟수)
0.006

1 133 95.0 7 5.0 140 100.0 

2~ 39  80.9 9 19.1 47 100.0 

계 172 91.5 16 8.5 188 100.0 　

  표 7.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모두 만족’이라 함은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모두가 만족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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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요인 보정 전후 분석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재가서비스 만족도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8). ‘보정 전’은 각 변수와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각각 단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보정 

후’는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보정 전’에서는 과거 재가 서비스 이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2

개월 이하인 대상자에 비해 재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0.31배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험한 재가서비스가 2회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회(처음) 경험한 

대상자가 재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4.38배 더 높았다.

 ‘보정 후’에서는 의료보장형태가 일반이용자인 대상자에 비해 무료이용자

인 대상자가 재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15.54배 더 높았다. 그리고 현재까

지 경험한 재가서비스가 2회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회(처음) 경험한 대상자

가 재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6.64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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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재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요인 보정 전후 분석

구분
보정 전 보정 후

비차비 95% 신뢰구간 P값 비차비 95% 신뢰구간 P값

성별
여자 1.00 1.00

       남자 2.12 0.46 - 9.73 0.333 1.33 0.17 - 10.00 0.782

연령 (세)
        ~79 1.00 1.00

       80~ 0.48 0.16 - 1.46 0.199 0.52 0.13 - 1.97 0.335

교육수준
~초졸 1.00 1.00

중졸~ 1.98 0.54 -7.24 0.300 1.42 0.26 - 7.81 0.681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1.00 1.00

2등급 2.50 0.20 - 30.9 0.475 6.26 0.26 - 148.0 0.255

3등급 1.19 0.13 - 10.2 0.873 2.26 0.15 - 33.56 0.551

보유질환 수
1 1.00 1.00

~2 1.64 0.20 - 13.2 0.639 2.06 0.20 - 20.51 0.535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개월)

       ~2 1.00 1.00

       3~ 0.42 0.13 - 1.32 0.141 0.78 0.18 - 3.27 0.739

과거재가서비스이용기간(개월)

       ~2 1.00 1.00

       3~ 0.31 0.10 - 0.93 0.037 0.37 0.08 - 1.62 0.190

방문간호
               이용 0.46 0.16 - 1.33 0.155 0.34 0.07 - 1.45 0.145

       이용하지않음 1.00 1.00

서비스이용시간(일주일당)

1.01 0.90 - 1.14 0.748 1.07 0.92-1.25 0.405

의료보장형태
일반이용자 1.00 1.00

경감이용자 1.92 0.41 - 8.98 0.404 3.47 0.50 - 23.64 0.204

무료 이용자 3.85 0.48 - 30.5 0.202 15.54 1.29 - 186.6 0.031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1.00 1.00

입소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38 0.16 - 11.4 0.762 1.30 0.10 - 16.35 0.840

사회적편견및기타 0.40 0.11 - 1.40 0.154 0.47 0.07 - 3.06 0.432

동거형태
독거 1.00 1.00

가족또는간병인 1.74 0.60 - 5.08 0.306 1.11 0.02 - 5.29 0.892

현재까지  경험한 재가서비스 (횟수)

1 4.38 1.53 - 12.5 0.005 6.64 1.61 - 27.33 0.008

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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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서비스 전체 만족도 합과 문항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전체 만족도 합과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문

항별 만족도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전체 만

족도 합’이라는 변수는 신체활동 지원 만족도, 가사활동 지원 만족도, 개인

활동 지원 만족도, 정서 지원 만족도의 4가지 문항의 응답을 더한 변수이다. 

만족과 만족하지 않음의 이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만족도 합에서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기간이 2개월 이하인 대상

자에 비해 3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만족’할 확률이 0.22배였다. 또한 과거 

재가 서비스 이용기간이 2개월 이하인 대상자에 비해 3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전체 만족도 합에서 ‘만족’할 확률이 0.31배였다. 의료보장형태가 일반이용

자인 대상자에 비해 경감이용자인 대상자가 전체 만족도 합에서 ‘만족’할 

확률이 6.55배 더 높았고, 무료이용자인 대상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신체활동지원 만족도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1등급인 대상자에 비해 2등

급인 대상자가 ‘만족’할 확률이 149.8배 더 높았고 3등급인 대상자의 비차

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시간에서는 재가서비스를 

1시간 이용할 때마다 ‘만족’할 확률이 1.27배 더 높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험한 재가서비스에서 2회 이상 경험한 대상자에 비해 1회(처음) 경험한 대

상자가 ‘만족’할 확률이 14.01배 더 높았다. 가사활동 지원 만족도에서 과

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이 2개월 이하인 대상자에 비해 3개월 이상인 대

상자가 ‘만족’할 확률이 0.12배였다.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지원 만족도에서는 방문간호를 이

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이용한 대상자가 ‘만족’할 확률이 0.1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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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재가서비스 전체만족도 합과 문항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

구분
만족도 합
 (1+2+3+4)

신체활동지원

(1)
가사활동지

원(2)
개인활동지원

(3)
정서지원

(4)
성별

여자 1.00 1.00 1.00 1.00 1.00

       남자 0.66 5.93 1.80 1.60 0.42

연령 (세)
        ~79 1.00 1.00 1.00 1.00 1.00

       80~ 0.60 0.38 0.76 1.33 0.63

교육수준
~초졸 1.00 1.00 1.00 1.00 1.00

중졸~ 4.77 0.34 0.55 2.60 1.77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1.00 1.00 1.00 1.00 1.00

2등급 5.98 149.80 * 5.57 2.68 1.69

3등급 3.79 8.19 2.64 4.80 1.45

보유질환 수
1 1.00 1.00 1.00 1.00 1.00

~2 4.82 1.73 1.04 99.99 99.99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기간(개월)

~2 1.00 1.00 1.00 1.00 1.00

3~     0.22 **   0.20 *    0.12 * 0.49 0.54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

~2 1.00 1.00 1.00 1.00 1.00

3~    0.31 * 1.05 0.47 0.37 0.46

방문간호

이용 0.49 0.72 0.84 0.39   0.16 *

이용하지않음 1.00 1.00 1.00 1.00 1.00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1.06   1.27 * 1.08 1.04 1.01

의료보장형태

일반이용자 1.00 1.00 1.00 1.00 1.00

경감이용자    6.55 * 3.43 4.25 99.99 2.29

무료 이용자 2.43 10.74 99.99 6.09 1.17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1.00 1.00 1.00 1.00 1.00

입소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0.42 0.26 0.18 0.73 0.16

사회적 편견 및 기타 0.74 0.48 0.86 0.83 0.37

동거형태

독거 1.00 1.00 1.00 1.00 1.00

가족또는간병인 0.73 0.81 0.21 1.31 0.57

현재까지 경험한 

재가서비스(횟수)

1 2.17     14.01 ** 2.20 0.98 3.07

2~ 1.00 1.00 1.00 1.00 1.00

*: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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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 필요도가 종속변수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 하

였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가족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연구(임소연, 2011),  노인장

기요양보험 재가복지서비스의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이미령,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뻐라, 2009)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편 있었으나 연구자들이 보고자하는 

독립변수가 각기 다르므로 재가서비스  만족도와  개인별요인과 서비스이용요

인에  관한 비교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용자인 노인의 인지상태나 문자해독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노인 본인이 응답한 비율이 37.7%(71명), 보호자 혹은 대리인

이 응답한 확률이 62.3%(117명)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 재가서비스 이용당사자인 노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설문지를 조사에 있어서 배포 및 조사, 수거과정 등에서 최대한 객관

적 상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재가서비스 공급주체가 재가서비스 이용

자에게 암묵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도에 대하여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본연구의 조사대상은 표본추출에 있어서 조사 설계 당시 계획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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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표본 추출을 하지 못하고 최대한 조사가 가능한 재가시설을 중심으로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모집단의 비율과 표본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공되는 모든 재가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표본의 대표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결과를 일반화 하

는데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정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필요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등급인정자 중에서 

재가서비스이용자 1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만족 91.5%(172명), 만족 

8.5%(16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하

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뻐라,  2009)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4점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3점과 4

점에 분포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만족도는 재가서비스 이용자들이 갖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의 수혜자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188명중 여성이 77.7%(132명), 남성이 22.3%(40명)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3년 통계청자료의 65

세 이상 여성노인이 70.7%, 남성노인이 29.3%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노인의 

성별분포와 비교하여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가 여성의 비율이 약 

7% 정도 더 높았다. 이 연구에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9세 이하 46.8%(88

명), 80세 이상 53.2%(100명)차지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양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이뻐라,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2013년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 36 -

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통계

청, 2011)되므로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거형

태를 보면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배우자 유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

어 시설입소 영향으로(이동호, 2004) 보고되거나 재가이용서비스 영향요인으

로 (이기영 외, 2007; 이재모 외, 2006) 보고된 바 있으며 재가이용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가옥 외, 2001)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재가서비스 이용기간 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는 초기에 대상자가 서비스 수급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높은 만족

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으나(이뻐라, 2009) 이 연구결과에서는  과거 재가 

서비스 이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2개월 이하인 대상자에 비해 재가

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0.31배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험한 재가서비스가 2회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회(처음) 경험한 대상자가 재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4.38배 더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경제상태를 나타낸 

객관적인 변수로써 이 연구에서는 의료보장형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재가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요인 보정 전후 분석에서는 의료보장형태가 일

반이용자인 대상자에 비해 무료이용자인 대상자가 재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

이 15.54배 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가구소득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Bass & Noelker, 1987; Calsyn & Winter, 2000; 

이가옥 & 이미진, 2001; 송다영, 2003; 이재모 & 이신영, 2006; 신홍권, 

2006; 김지영, 2008) 보고된 바 있으며 반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Miller & Weissert, 2000; 이애경, 2003; 박창제 & 김기태, 

2003; 김은영  외, 2008)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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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이가옥과 이미진, 2001; 이재모와 이신영, 2006). 

건강보험 형태 유형에 따라서는 무료 이용자인 대상자보다 일반이용자인 대상

자가 재가서비스 이용의사가 더 높았다(신홍권, 2006). 

  향후 재가서비스에서 장기적으로 본인 부담이 누적되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생성되며 본인부담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뻐라, 2009).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듯이 비용부담은 재가서비스 영향요인으

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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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점에

서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정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적 요인, 서비스 이용 요인, 서비스 필요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재가 서비스의 개인적 요인인 의료보장형태와 만족

도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 살펴보면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무료이용자는 만족도

가 15.54로 비용을 적게 지불 할수록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이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적 복지 제도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낼 수 없어서 재가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 계층이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추가

비용 감면정책과 서비스이용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함을 인식

해야 한다. 

  재가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요인 가운데 신체활동지원 부분에서 과거 요양

시설서비스 이용기간(개월) 3개월 이상인 경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만족도는 0.20 배로 낮았다. 재가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요인 가운데 가사활

동지원 부분에서 과거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기간(개월) 3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만족도가 0.12배로 낮았다. 

  이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편하여 재가로 되돌아

오거나, 대상자나 가족이 초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혜적 서비스로 인식되나 

재가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 급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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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고, 각 급여별 서비스는 단순하여 수급자의 욕구 충족과 기능상태 

호전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여 종

류의 개발과 세분화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급여의 대부분이 방문요양서비스인데 가사지원서비스

의 제공비율이 40.47%(이윤경, 2012)를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서비

스는 급여항목으로 개설되지 않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여범위 내에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중 재활서비스를 대체하는 ‘신체기능 

유지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기능상태 악화

를 막고, 잔존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후 6년간 평가를 보면 거시적 측

면에서는 간병수발의 사회화, 고용창출 효과 및 복지수준의 확대를 이룬 궁극

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188명 중 

재가서비스를 선택이유로 가족과 지내고 싶어서 146명, 입소시설보다 저렴해

서 18명, 사회적 편견 및 기타 24명이다. 이러한 정서적 기반위에 노인장기요

양보험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다양한 급여의 개발과 서비스의 세분

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대상자 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만성 노인성 질환자에게 재가서비스는 질병의 고통

과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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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만족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장기요양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되오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고자 하오니 실제 느끼시는 대로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 동의사인:                       (사인) 

2014년   2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석사과정 손 명희 

연락처: 전화번호: 010-3818-0590

 e-mail: khomec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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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상자 어르신께서 의사표현이 어려우신 경우를 대신하여

  귀하(보호자)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되오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고자 하오니 보호 자분께서 

실제 느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 보호자 동의사인:                       (사인) 

2014년   2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석사과정 손명희 

연락처: 전화번호: 010-3818-0590

 e-mail: khomec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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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① 본인

   ② 동거인 대리응답   (대상자와의 관계:________________)

   ③ 비동거인 대리응답 (대상자와의 관계:________________)

2. 과거 요양시설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있다면 이용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② 없다.

3. 과거 재가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있다면 이용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② 없다.

4.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몇 번째 입니까? (         ) 번

5.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재가기관은 몇 번째 입니까? (         ) 번

6.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와 

제공시간은 얼마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재가서비스 종류 주당 횟수 1회당 시간

1) 주당 __________ 회 1회당 _______ 시간

2) 주당 __________ 회 1회당 _______ 시간

3) 주당 __________ 회 1회당 _______ 시간

4) 주당 __________ 회 1회당 _______ 시간

5) 주당 __________ 회 1회당 _______ 시간

    * 재가서비스 종류: ① 방문요양 ② 방문간호 ③ 방문목욕

                      ④ 주·야간보호   ⑤ 복지용구⑥ 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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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한 달 동안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어느 정도 이용하셨습니까?

   ①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모두 사용

      è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되기를 원하시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 구성원 지원서비스 ② 직업, 놀이치료 등

         ③ 재활, 마사지 ④ 이·미용서비스

         ⑤ 기타(                )

   ②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함

      è 모두 사용하지 못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④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⑤ 기타(                )

8. 어르신의 요양서비스 보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 이용자 ② 경감 이용자    ③ 무료 이용자

9.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누가 신청하셨습니까?

   ① 본인  ② 가족    ③ 이웃 

   ④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⑤ 친구 

   ⑥ 기타 (                  )

10. 재가서비스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② 입소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③ 시설입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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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가기관은 주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알아봄

   ② 이웃 또는 친구의 소개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④ 종사자(요양보호사)가 직접 권유해서 

   ⑤ 사회복지관 또는 시·군·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⑥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요양기관 목록을 통하여 

   ⑦ 기타(              )

12.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재가기관은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① 본인이 결정

   ② 동거인이 결정   (대상자와의 관계:________________)

   ③ 비동거인이 결정 (대상자와의 관계:________________)

13. 방문요양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2

신체활동 지원(식사 및 약 챙겨 드리기, 

개인위생돕기, 몸단장 돕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돕기 등)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3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 

식사준비,조리 등)서비스에 만족한다.
1 2 3 4 5

4

개인활동 지원(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방문, 외출동행, 일상업무 

대행)서비스에 만족한다.

1 2 3 4 5

5
정서 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서비스에 만족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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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양보호사에 질 평가 관한 질문으로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에게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무엇을 

필요(need)로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3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무엇인가를 상담할 일이 생겼을 

때, 요양보호사에게 쉽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5

5
요양보호사는 근무수칙 (시간, 

근무복 착용 등)을 잘 지킨다.
1 2 3 4 5

6

어르신의 몸이 노출 될 때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1 2 3 4 5

15.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16. 어르신의 연세는(2014년)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17. 어르신께서는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혼자(독거) ② 배우자(노부부)

   ③ 결혼한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와 함께 ④ 미혼자녀와 함께  

   ⑤ 기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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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르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년/3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

19. 귀하께서는 과거에 어떤 직업에 종사 하셨습니까?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직종사자

    ③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⑦ 주부                                   ⑧ 없음

    ⑨ 기타 (            )

20. 어르신 본인의 수입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① 연금이나 퇴직금 ② 부동산이나 금융수입  

   ③ 자녀 도움  ④ 종교, 사회단체지원  

   ⑤ 정부지원금  ⑥ 기타 (                )

21. 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돈 

등 모든 수입을 합쳐 최근 1년 동안 가구의 총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만일 연간 소득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월 평균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

오.

    (기준기간)  ① 연소득 ② 월소득

    (소득액)    (            )만원

22. 귀하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23. 귀하의 주된 질병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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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매    ② 뇌졸중   ③ 근골격계 질환   ④ 기타 (              )

24.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십니까?

  (                 )시.도.   (                 )군.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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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각, 환청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 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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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2013년 건강보험상 65세이상 진료비1)추이         

                                                       
 (단위 : 억 원, %, 천원)

전체진료비 65세 이상 구성비

2)1인당고령자

진료비

2003 205,336 43,723 21.3 -

2004 223,559 51,097 22.9 1,363 

2005 247,968 60,556 24.4 1,545 

2006 285,580 73,931 25.9 1,815 

2007 322,590 90,813 28.2 2,070 

2008 350,366 104,904 29.9 2,281 

2009 394,296 120,391 30.5 2,495 

2010 436,570 137,847 31.6 2,769 

2011 460,760 148,384 32.2 2,862 

2012 482,349 160,382 33.3 2,93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통계연보. 각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각연도

주 :1) 진료비는 심사실적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임 

    2) 1인당 고령자 진료비:65세 이상 진료비/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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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2013년 시･도별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기관

서  비  스  유  형  별

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복지용구

계 9,130 16,562 7,386 6,387 626 500 165 1,498

서 울 1,498 2,774 1,241 1,081 143 26 19 264

부 산 632 1,119 521 430 28 26 3 111

대 구 514 967 421 353 32 56 31 74

인 천 501 946 411 378 33 30 12 82

광 주 293 494 230 180 15 22 1 46

대 전 347 643 289 266 19 13 1 55

울 산 135 258 109 102 18 9 0 20

세 종 24 43 19 18 1 1 0 4

경 기 1,935 3,515 1,524 1,359 145 107 55 325

강 원 285 525 223 191 37 18 6 50

충 북 256 449 205 159 14 18 6 47

충 남 464 879 396 359 23 37 3 61

전 북 465 760 348 297 19 20 0 76

전 남 434 725 350 260 24 29 4 58

경 북 635 1,179 523 442 42 55 16 101

경 남 614 1,098 503 441 25 20 8 101

제 주 98 188 73 71 8 13 0 23

 주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설치(동법 제32조) 참조

 주2) 기관기호 수치는 서비스 유형을 통합한 수치임

 주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013년 5월 발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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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of Home Care Services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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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of 

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ubjec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service use of variables for each factor. 

 Subject evaluation judgment (grade 1 to 3) who was served from the 

elderly long-term home care insurance institutions, selected 5 plac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ome service conducted a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classified as "satisfactory" and "very satisfied" relatively 

satisfaction of care service is a dependent variable, using the losistic 

regress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used were general characteristic, 

experience of using service and the service requirement. 

 First, general characteristic were set the reason for choosing home-based 

services, gender, age (years), level of education, Medicare. Second, 

experience of using service was subdivided into nursing home servi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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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in the past (month), and home service in the past in the use 

experience of service (month), whether you want to visit nursing utilization 

period of use, the use time of service (per week), home service that you 

use to date (the number of times). Finally, the service requirement were 

set live form, holding disease and the necessary degree of long-term care 

insurance. Result of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relative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rating subjects for all 

surveyed was come out that the use time of service (per week) can affect 

subject contentment, for instance, if the service time was set too much or 

too low, the subject was not satisfied. If the service usage period of two 

months or less, “very satisfied” is relatively higher than in the case of 

three months or more. In addition, satisfaction was higher relatively in the 

case of less experienced home care service than the case of much 

experienced.

 This was admitted to the nursing home but, or being fired, or return to 

the home care services with inconvenience, is recognized as receiving 

services to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the first and family subject 

but home service usage period becomes longer, salary of the provi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s limited, because service is simple 

and does not contribute to the state improvement of function for 

satisfying desire of recipients, and satisfaction was low. Therefore, 

subdivision and development of the kind of salary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grade 2, long-term care certified, was “very satisfied” 

in the part of the support of physical activity of the factors of long-term 

care certification evaluation questions by satisfaction from the service need 

of the home service users from the range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following grade 1 and grade 3.

 In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most of the home service, provide the 

percentage of housework support services is high even this to a visiting 

nursing service, the item of salary, rehabilitation services, has no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functional status 

of the subject, maintaining the residual func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port services of the physical activity that are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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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yment system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ome service and delivery system, not the policy of the 

provider center, unless expand policy user-centric, and to provide efficient 

service I could.

Key words: Long-term care insurance, Satisfaction, Home care services


